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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글글글글        

    

3년이라는 긴 석사과정을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급해 

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 뒤 돌아보니 그 긴 시간들이 너무도 짧게만 느껴

집니다.  

 

우선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산업보건학을 통해 보건학의 기틀을 잡아주

시고 지식과 경험을 채울 수 있도록 늘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노재훈 교수

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법론적인 

틀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원종욱 교수님과 부족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대한항공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과 병행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대한항공의 서용원 본부

장님을 비롯한 변종근 팀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

무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자료수집 시작부터 완성까지 도와주신 장정환 선

배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일처럼 함께 통

계처리에 도움을 주신 김환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원

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 봐주신 항공보건팀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는 어머님의 지극

한 사랑에 가슴깊이 뜨거움을 느끼며,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 같은 나

의 친구 규진, 인희, 승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5년 12월  

최 윤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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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심혈관계질환은 비행 중 급성 기능부전이나 

영구비행부적합의 주요 원인으로 비행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의학적 상태이다. 

이러한 심혈관계질환의 여러 위험요인은 건강저해 생활습관의 교정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특히 올바른 식이습관의 정착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검사 및 식이중심의 상담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A 항공사 운항승무원 중 2002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신체검사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20 mg/dl 이상인 고지혈증 위험집단 326명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 후 신체검사에서 혈중지질 및 

건강행위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군과 대조군의 연이은 두 번의 신체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상담군은 

총콜레스테롤 및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밀도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대조군은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밀도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두 군의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이하로 정상화 되는 비율은 

상담군이 17.7%, 대조군이 8.7%로 상담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혈중 총콜레스테롤을 200mg/dl이하로 정상화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는 

인자는 영양상담 이었으며 2.80의 비차비(95%CI=1.35-5.79)를 보였다.    

넷째, 혈중 총콜레스테롤 변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운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총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순으로 갈수록 총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혈관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 신체검사와 

더불어 영양상담 및 운동상담에 의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금연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운항승무원의 직업적 특성에 맞는 총체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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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항공운송산업은 1949년 최초의 제트 정기여객기의 운항 이후로 70배가 

넘는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은 수 백만 사람들의 

빠른 이동과 전 세계 시장의 수 백억 달러의 가치 있는 상품들의 유통을 

통해 세계 시장 형성 및 일일 문화권이란 말을 실현화하였다.  

  항공운송산업의 종사자 중 운항승무원은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탑승객의 운송 및 안전운항을 총괄 책임지는 요원으로서 충분한 

비행경험과 조종능력 및 공중근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서는 이러한 운항승무원의 공중근무자로서 신체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해 표준화된 공중근무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설정하여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으며(ICAO, 1982),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항승무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기준을 준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가 

항공관련 법규에 명시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 운항승무원의 비행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항공법, 2004).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민간 항공사에서는 수백명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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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전문적인 조종사로서 훈련, 양성 시키는데 일인당 50만 

달러이상의 엄청난 경비의 투자를 요하는(chapman, 1977) 운항승무원을 

최적의 건강상태로 법정 정년 연령까지 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항공사 내 의료센타가 있어 체계적 건강관리를 

실시한 항공사에서는 그렇지 못한 항공사에 비해 영구 비행부적합율이 

낮아 각 항공사에서는 각기 건강관리기준을 가지고 운항승무원이 최적의 

건강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Nielson, 1991) 미국의 

항공사의 경우, 효과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시로 의학적 비행부적합 

발생율이 1/3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하여 연간 600만불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Anderson과 Gullett, 1982). 

세계 공통적으로 공중근무자에서 심혈관계질환은 일시 비행정지인 

비행휴(duty not involving flight) 또는 영구 비행부적합(permanent 

grounding)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도 과거 

21년간 (1970 ~ 1990) 민 항공에서 공중 근무자의 영구 비행부적합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혈관질환과 악성종양이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비행부적합 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의 27% (이용호 등, 1992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사의 경우 심혈관계질환은 45세 이상인 

공중근무자의 비행정지 되는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Holt 등, 1985). 또한 비행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의학적 상태로 심혈관계질환을 들 수가 있다. 이는 갑작스런 비행조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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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pilot incapacitation)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질환은 공중 근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환이다 

(Booze,1989 ; Whitton,1984 ; Froom 등, 1988).  

Framingham Heart Study 이후 국 내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운동부족, 비만, 당뇨 등이 밝혀 졌다.(AMH, 2003)  

이러한 심혈관계질환의 여러 가지 위험요인은 올바른 식이요법과 

규칙적 운동, 금연, 절주 및 체중조절 등의 생활습관 변화로 대처할 수 

있으며 (박정숙, 2002; 박지원 등, 2002; 천미숙 등, 1999), 특히 

식이요법은 심혈관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황환식, 2003).  

Framingham Heart Study와 일본 후생성 조사 등의 대규모 역학적 

조사에 의하면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값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값은 

동맥경화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율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백영한 등, 1995), 또한 Framingham Heart Study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남성에서 관상동맥 심질환의 축적 발생률 (cumulative 

incidence)이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 미만인 경우에 3%인데 비하여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이상이면 12%로 증가하고, 여자에서는 각각 1%, 

5%로 증가하여 총콜레스테롤 조절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 하였다(지선하 등, 1999). 즉 고지혈증자의 경우 

혈중 총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총콜레스테롤의 감소가 죽상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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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rosclerosis)의 진행을 늦추고,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비행일정에 따른 불규칙한 식사형태 및 안전운항에 

대한 정신적 긴장,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로 인한 생체리듬의 부조화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직업적 특성을 갖는 운항승무원의 심혈관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독립적 위험요소로서 작용하는 고지혈증을 

조절하고 관련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 및 민간의 공중근무자를 대상으로 혈중 지질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분석연구는 있었으나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 또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중재에 대한 분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 내외를 넘나들며 시차 및 주, 야간의 경계 없이 

생활하는 공중근무자에게 질환을 평가하고 개별화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까? 정기적 

신체검사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해 피검자의 

생활습관의 결과로 인한 질병을 평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건강증진을 유도할 계기를 

제공한다.(강석철 등,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A 항공사에 근무하는 운항승무원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20mg/dl이상인 고지혈증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체검사 및 식이중심의 영양상담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교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운항승무원 심혈관계질환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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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변화 및 정상화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신체검사와 영양상담이 혈중지질 및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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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4월 16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A 항공사에서 

실시한 정기 신체검사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20 mg/dl 이상인 

운항승무원 중 의사지시에 의해 영양상담을 처음으로 실시 받은 130명과 

영양상담을 한번도 받지않은 19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사직자, 

약물 복용자 및 고혈압, 당뇨, 갑상선질환 기왕력 자는 제외하였다.  

 

2. 2. 2. 2.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개념적개념적개념적개념적    틀틀틀틀    

연구자료는 A 항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개인별 신체검사 기록 

및 전산자료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20mg/dL 

이상인 고지혈증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시점의 신체검사에서 

영양상담을 처음으로 실시 받은 상담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대상자 선정 시점의 신체검사결과와 건강행위를 연이은 다음 번 

신체검사 결과 및 건강행위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상담군과 대조군에 

있어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이하로 정상화되는 비율을 비교 

하였으며 혈중지질변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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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 총콜레스테롤, HDL : 고밀도콜레스테롤, LDL : 저밀도콜레스테롤,  

TG : 중성지방, BMI : 체질량지수 

 

그림그림그림그림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개념적개념적개념적개념적    틀틀틀틀    

신체검사결과(TC,HDL,LDL,TG,BMI) * 

건강행위(음주,흡연,운동)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상담군 대조군 

 

신체검사결과(TC,HDL,LDL,TG,BMI) 

건강행위(음주,흡연,운동) 

고지혈증위험집단 

(TC : 200 mg/dl 이상) 

t-test ,  χ2-test 

영양상담 및 처방 

Exact testExact testExact testExact 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Logistic regression analysisLogistic regression analysis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ategorical regression analysisCategorical regression analysisCategorical regression analysisCategorical regression analysis    

6개월~1년 
PairedPairedPairedPaired t t t t----testtesttesttest    

McNemar testMcNemar testMcNemar testMcNemar test    

고지혈증고지혈증고지혈증고지혈증    위험집단위험집단위험집단위험집단(TC 220mg/dl (TC 220mg/dl (TC 220mg/dl (TC 220mg/dl 이상이상이상이상))))    

두번째두번째두번째두번째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PairedPairedPairedPaired t t t t----testtesttesttest    

McNemar testMcNemar testMcNemar testMcNemar test    

정상집단 

(TC : 200 mg/dl 이하) 

상담군 

대조군 

상담군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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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    및및및및    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 

가가가가....    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    

연구자료는 각 시점의 신체검사 당일 측정한  신장, 체중, 수축기혈압 

(이하 SBP), 이완기혈압(이하 DBP), 체질량지수(이하 BMI)의 신체계측 및 

총콜레스테롤(이하 TC), 고밀도콜레스테롤(이하 HDL), 저밀도콜레스테롤 

(이하 LDL), 중성지방(이하 TG), 공복혈당(이하 FBS)을 측정하였으며,  

연령, 직급, 근무기간 자료 및 흡연, 음주, 운동 등 건강행위 등은 

신체검사 전 본인에게 설명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또한 영양상담을 받은 

군에서는 영양상담교육 및 처방자료가 포함되었다.  

 

나나나나....    조사조사조사조사    및및및및    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        

신장과 체중은 정기신체검사 시 얇은 면 바지에 면 가운을 입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자동 신장 체중계로 측정한 값이다. 혈압은 SBP와 

DBP가 디지털로 표시되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좌위 상태로 

3분 이상 안정시킨 후 우측 상완에서 측정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비만지표는 BMI로 체중 (Kg)/신장의 제곱(m)의 공식으로 계산하였으며, 

23미만을 정상, 23이상 25미만을 과체중, 25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혈액검사는 A 항공사 부속의원 임상검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방법은 8시간 이상 금식 후 공복상태에서 antecubital vein에서 

채혈한 것이다. 혈액검사의 생화학 검사(TC, HDL, LDL, TG, FBS)는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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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HITACHI사의 7170A 자동분석기로 측정하였다.  

건강행위에서 흡연은 비흡연자, 금연자, 흡연자로 나누어 금연자와 

흡연자에게서 흡연량과 흡연력을 조사하였다. 음주에 관한 사항은 

음주자와 비음주자로 구분하여 음주자에게 있어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조사하였으며 운동은 운동여부를 조사하여 운동을 시행하는 자에게 있어 

운동횟수와 운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1과 같다.  

영양상담은 신체검사 당일 항공전문의사가 진찰 시 생화학 

검사결과(TC, HDL, LDL, TG, FBS) 및 BMI, 개인 건강행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처방 하였다. 영양상담은 영양 상담실에서 임상영양사에 의해 

1:1 개별 대면 상담교육 및 식이처방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상담교육 

내용은 개인별 섭취량 조사분석 및 식습관 평가를 통한 식이적 문제점 

확인, 고지혈증관련 식사요법 교육, 개별 식이처방, 해당질환 리플릿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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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111. . . . 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    세부세부세부세부    내용내용내용내용    

구 분 

흡연 흡연량(갑/일) 0.5 미만 0.5~1 미만 1~2 미만 2 이상 

 흡연력(년) 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음주 음주횟수(회/주) 무 0.5 1~2 3~4 

  음주량(병) 0.5 1 1.5 2 이상 

운동 운동횟수(회/주) 무 1~2 3~4 5~6 

 운동시간(시간) 0.5 0.5~1 1~2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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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TC가 220mg/dL이상인 고지혈증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t-test와 χ2-test로 동질성 평가 후 

대상자 선정시점의 첫번째 신체검사와 연이은 두번째 신체검사의 

혈중지질을 포함한 체질량지수 및 건강행위에 대해 paired t-test와 

McNemar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exact test를 통해 상담군과 

대조군에 있어 TC가 200mg/dl 미만으로 정상화되는 비율을 비교하였다. 

영양상담이 TC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번째 

신체검사결과 상 TC 정상 기준인 200mg/dl 미만으로 정상화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이분화하여 나이와 직급을 통제한 후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이 TC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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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1. 1. 1.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326명으로 모두 남성이었고, 40대가 38.0%, 30대가 

34.4%, 50대가 27.6% 순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근무기간에 있어 10~19년 

사이가 5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영양상담 중재 유무에 따른 

상담군과 대조군에 있어서는 연령과 직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젊은 연령층에서 상담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2).    

표표표표    2222. . . .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구    분 
상담군 

(n=130) 

대조군 

(n=196) 

전체 

(n=326) 
p-value* 

연령(세) 30~39 61(46.9) 51(26.0) 112(34.4) <0.001 

 40~49 43(33.1) 81(41.3) 124(38.0)  

 50~59 26(20.0) 64(32.7) 90(27.6)  

직급 기장 65(50.0) 105(53.6) 170(52.1) 0.075 

 부기장 63(48.5) 78(39.8) 141(43.3)  

  항공기관사 2(1.5) 13(6.6) 15(4.6)  

근무기간(년) <10 63(48.5) 65(33.2) 128(39.3) 0.042 

 10~19 57(43.8) 112(57.1) 169(51.8)  

 20 이상 10(7.7) 19(9.7) 29(8.9)  

*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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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와결과와결과와결과와    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    

    

가가가가....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결과결과결과    비교비교비교비교    

    

첫번째 신체검사결과를 상담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상담군에서 TC, LDL 및 체중, BMI 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HDL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표3). 

 

 

표표표표    3333. . . . 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결과결과결과    비교비교비교비교    

구   분 상담군(n=130) 대조군(n=196) p-value* 

 TC (mg/dl) 238.55 ±13.83** 234.45 ±12.22  0.007 

 HDL (mg/dl) 49.71 ±10.93  52.34 ±11.63  0.041 

 LDL (mg/dl) 159.36 ±17.36  152.54 ±13.86  <0.001 

 TG  (mg/dl) 158.45 ±97.25  150.51 ±68.63  0.388 

 BMI 24.80 ±2.18  24.26 ±2.00  0.023 

 체중 (kg) 74.56 ±8.03  72.07 ±7.96  0.006 

 SBP (mmHg) 118.35 ±9.75  117.71 ±13.62  0.645 

 DBP (mmHg) 75.25 ±7.48  75.79 ±9.18  0.574 

  FBS (mg/dl) 94.58 ±8.60  93.95 ±8.91  0.526 

*  t-test ;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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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시시시시    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    비교비교비교비교    

    

전체 대상자의 첫번째 신체검사 시 조사된 건강행위를 살펴보면, 

음주습관에 있어서 전체 대상자의 30.1%가 비음주자였으며, 운동습관 중 

전체 대상의 81.6%가 주당 최소 1~2회의 규칙적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흡연을 하지 않거나 끊은 자가 64.3% 를 차지했다. 상담군과 대조군 두 

집단간 건강행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표4). 

 

표표표표 4.  4.  4.  4. 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시시시시    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    비교비교비교비교    

구    분 
상담군 

(n=130) 

대조군 

(n=196) 

전체 

(n=326) 
p-value* 

음주 비음주 37(28.5) 96(29.4) 59(30.1) 0.546 

 주 반병이하 48(36.9) 107(32.8) 59(30.1)  

 주 1~2 병 40(30.8) 112(34.4) 72(36.7)  

  주 2 병이상 5(3.8) 11(3.4) 6(3.1)  

운동 안한다 19(14.6) 55(16.9) 36(18.4) 0.586 

 주 1~2 회 68(52.3) 176(54.0) 108(55.1)  

 주 3~4 회 40(30.8) 88(27.0) 48(24.5)  

  주 5~6 회 3(2.3) 7(2.1) 4(2.0)  

흡연 비흡연자 33(25.4) 82(25.2) 49(25.0) 0.688 

 금연자 50(38.5) 127(39.0) 77(39.3)  

 일 반갑미만 20(15.4) 46(14.1) 26(13.3)  

 일~ 한갑미만 27(20.8) 68(20.9) 41(20.9)  

  일 한갑이상 0(0.0) 3(0.9) 3(1.5)  

*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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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상담군의상담군의상담군의상담군의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결과결과결과    비교비교비교비교    

 

상담군의 상담 전, 후 신체검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TC, BMI는 상담 

전인 첫번째 신체검사 결과 값보다 상담 후에 시행한 두번째 신체검사 

결과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각각 p<0.001, p=0.001). HDL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표5).  

 

 

 

 

 

표표표표 5.  5.  5.  5. 상담군의상담군의상담군의상담군의    첫번째와첫번째와첫번째와첫번째와    두번째두번째두번째두번째    신체검사결과신체검사결과신체검사결과신체검사결과    비교비교비교비교    

구    분 첫번째 결과 두번째 결과 t p-value* 

 TC (mg/dl) 238.55 ±13.83** 222.20 ±22.01 8.13 <0.001 

 HDL (mg/dl) 49.71 ±10.93 48.68 ±11.15 6.652 <0.001 

 LDL (mg/dl) 159.36 ±17.36 145.63 ±19.03 1.799 0.074 

 TG  (mg/dl) 158.45 ±97.25 147.25 ±83.35 1.624 0.107 

 BMI 24.80 ±2.18 24.54 ±2.17 3.393 0.001 

 * paired t-test ;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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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결과결과결과    비교비교비교비교    

 

영양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첫번째와 두번째 신체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조군 전체에서 TC, LDL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각각 p<0.001, p=0.014) HDL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표6). 

 

 

 

 

 

표표표표 6.  6.  6.  6.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첫번째와첫번째와첫번째와첫번째와    두번째두번째두번째두번째    신체신체신체신체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    비교비교비교비교    

구   분 첫번째 결과 두번째 결과 t p-value* 

 TC (mg/dl) 234.45 ±12.22** 222.17 ±16.99 10.96 <0.001 

 HDL (mg/dl) 52.34 ±11.63 51.30 ±11.2  9.81 <0.001 

 LDL (mg/dl) 152.54 ±13.86 142.24 ±15.94 2.479 0.014 

 TG  (mg/dl) 150.51 ±68.63 149.92 ±70.63 0.132 0.895 

 BMI 24.26 ±2.00 24.24 ±2.00 0.539 0.591 

* paired t-test ;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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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    변화변화변화변화    

    

상담군과 대조군의 첫번째와 두번째 신체검사 시의 건강행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음주행위에 있어 비음주자는 주당 음주량이 반병 미만자, 

음주자는 주당 음주량이 반병 이상자로 정의하였다. 상담군, 대조군 

모두에서 음주행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표 7).  

 

 

 

 

표표표표7. 7. 7. 7. 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음주행위음주행위음주행위음주행위    변화변화변화변화    비교비교비교비교    

                                                                 (단위:명) 

두번째 신체검사 
 

 음주 비음주 전체 

음주 56 10 66 

비음주 15 49 64 상담군 

전체 59 71 130 

음주 90 8 98 

비음주 9 89 98 

첫번째 

신체검사 

대조군 

전체 97 99 196 

상담군 p=0.424, 대조군 p=1.000 by McNem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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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행위에 있어 운동시행자는 주당 운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운동 미시행자는 주당 운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 정의하였다. 

상담군, 대조군 모두에서 운동행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표 8).  

 

 

 

 

 

 

표표표표8. 8. 8. 8. 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운동행위운동행위운동행위운동행위    변화변화변화변화    비교비교비교비교    

                                                                                                                                                                                                                                                                    (단위:명) 

두번째 신체검사 
 

 운동안함 운동시행 전체 

 운동안함 62 15 77 

운동시행 11 42 53 상담군 

전체 73 57 130 

운동안함 102 15 117 

운동시행 7 72 79 

첫번째 

신체검사 

대조군 

전체 109 87 196 

 

상담군 p=0.557, 대조군 p=0.134 by McNem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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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행위에 있어서 상담군, 대조군 모두에서 흡연행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표 9).  

 

 

 

 

 

 

 

표표표표9. 9. 9. 9. 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흡연행위흡연행위흡연행위흡연행위    변화변화변화변화    비교비교비교비교    

(단위:명) 

두번째 신체검사 
 

 흡연 비흡연 전체 

흡연 40 7 47 

비흡연 4 79 83 상담군 

전체 44 86 130 

흡연 61 9 70 

비흡연 6 120 126 

첫번째 

신체검사 

대조군 

전체 67 129 196 

상담군 p=0.549, 대조군 p=0.607 by McNem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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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상담상담상담상담    유무에유무에유무에유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정상화정상화정상화정상화    비교비교비교비교    

    

두 군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이하로 정상화 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군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7.7%가 정상화 되었고, 대조군 

에서는 8.7%가 정상화되어 상담군의 정상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5). 또한 콜레스테롤 수준별로 살펴볼 때, TC가 240mg/dl 

이상인 집단의 상담군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4.5%인 8명이 총콜레스테롤이 

정상화 된 반면, 대조군에서 한명도 정상화 되지 못하였다(P=0.006)(표10). 

    

    

표표표표 10.  10.  10.  10. 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상담군과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TC) (TC) (TC) (TC) 정상화정상화정상화정상화    비율비율비율비율    비교비교비교비교    

                                                             (단위:명(%)) 

구   분 상담군 대조군 p-value* 

전 체 비정상 107(82.3) 179(91.3) 0.015 

 정상화  23(17.7)  17(8.7)  

220<=TC<240  비정상 60(80.0) 125(88.0) 0.113 

 정상화 15(20.0)  17(12.0)  

240<=TC 비정상 47(85.5) 54(100.0) 0.006 

 정상화  8(14.5) 0(0.0)  

*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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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정상화에정상화에정상화에정상화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혈중 총콜레스테롤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BMI와 건강행위를 독립변수로 하고 TC 정상화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비차비를 

구하였다. TC 정상화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인자는 영양상담이었으며 

2.80의 비차비(95%CI=1.35-5.79)를 보였다(표 11).  

    

    

표표표표 11.  11.  11.  11.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정상화정상화정상화정상화    요인에요인에요인에요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로지스틱로지스틱로지스틱로지스틱    회귀분석회귀분석회귀분석회귀분석    

구   분 β S.E.  OR* 95% C.I. 

BMI       (23≤BMI<25) 0.22 0.47 1.24 0.50 - 3.11  

(BMI≥25) 0.08 0.49 1.09 0.42 - 2.82  

흡연자 -0.36 0.38 0.69 0.33 - 1.46  

음주     (반병초과/주) 
0.09 0.38 1.10 0.53 - 2.29  

운동     (90 분미만/주) 0.44 0.68 1.55 0.40 - 5.92  

(90 분이상/주) 0.86 0.67 2.36 0.64 - 8.76  

상담군 1.03 0.37 2.80 1.35 - 5.79  

*: adjusted for age, job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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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변화에변화에변화에변화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각 변수들이 총콜레스테롤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나

이, BMI, 총콜레스테롤 변화는 수치형으로, 음주량, 흡연상태, 운동시간은 

순서형으로, 그리고 직급과 상담유무는 명목형으로 범주화 한 후 총콜레스

테롤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운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총콜레스테롤 변화가 음의 방향 즉, 감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p=0.001. 또한 직급이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의 순으로 갈수록 총콜레

스테롤 변화가 양의 방향 즉, 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p=0.003). 상담

군일수록 총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양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12). 

표표표표12. 12. 12. 12.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변화변화변화변화    요인에요인에요인에요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범주형범주형범주형범주형    회귀분석회귀분석회귀분석회귀분석    

구  분 β S.E. p-value 

나이 -0.354 0.190 0.071 

음주량 -0.123 0.142 0.390 

흡연상태 -0.213 0.139 0.135 

운동시간 -0.379 0.131 0.001 

BMI -0.118 0.146 0.425 

직급 0.488 0.190 0.003 

상담 유무 -0.036 0.137 0.797 

Adjusted R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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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는 비행과 관련된 특수한 직업적 특성을 갖는 운항승무원의 

정기적 신체검사 및 영양상담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을 교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은 그들이 

엄격한 항공의학적 신체기준에 의해 선발되어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 

고공환경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비행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에서 1년 간격의 주기적인 신체검사와 건강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안전과 관련된 의학적, 기술적 결함이 없는 한 정년까지 

비행업무를 수행하며, 결함에 의해 비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건강에 대한 인식 및 

책임감이 타 직종에 비해 강하나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답변하거나 미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사 의무부서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활동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항공사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항공사가 운항승무원의 건강 

관리에 있어 바라는 바는 모두 한결같이 운항승무원의 유효조종수명 

연장(prolongation of useful pilot life)에 있다(이용호 등, 1992).  

심혈관계질환은 운항승무원에게 있어 영구비행부적합이나 비행정지의 

흔한 원인이며, 비행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의학적 상태이다. 또한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인 장애나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심혈관계질환에 

있어 무엇보다 예방적 중재가 중요시 되어왔다. 이들 질환을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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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생활습관요법(Life style modification)이라 

명명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생활습관이 치료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로, 

바람직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1993, 김정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지혈증 위험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분포에 있어 40대가 38%, 30대가 34.2%로, 50세 미만의 연령군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993년 곽인호의 민항기 조종사들의 10년간 혈청지질과 

관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51세 이상의 운항승무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곽인호, 1993). 

이러한 차이는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혈청 콜레스테롤과 지질 섭취량의 

급격한 증가(서일, 2003)와 더불어 우리나라 생활양식이 지속적으로 

서구화되며 젊은 연령층에서 고지혈증 위험군의 분포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적 신체검사 및 영양상담의 효과 분석을 위한 상담군과 대조군 

각각의 신체검사 결과 비교에서 두군 모두 혈중지질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상담군은 혈중 총콜레스테롤 및 체질량지수가,  대조군은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고밀도콜레스테롤은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조비룡의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건강검진이 

건강위험 요인의 교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콜레스테롤, 혈압, 요산 등 

임상수치로 비정상 상태를 나타내어 주는 결과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비룡,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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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상 신체검사 결과가 운항승무원 

개인의 신체검사자격증명 및 안전운항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 인구집단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실제적으로 높으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상담군, 대조군 모두 고지혈증 위험군으로 스스로 질환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고지혈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실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의 신체검사 상 상담군과 대조군의 음주, 흡연, 운동의 건강행위 

변화는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선 장기적인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건강위험요인의 

감소를 위한 노력은 건강검진의 도입, 보건교육의 강화, 개별적인 의사의 

권고사항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생활습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단기적이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비룡, 1998). 박현아 등의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한 흡연, 

음주, 운동, 안전벨트 착용 등에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박현아 등, 1995). 즉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변화가 적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상담군과 대조군에 있어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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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상담군에서 17.7%로 대조군의 8.7%에 

비해 정상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이상인 그룹의 상담군에서는 14.5%로 8명이 

정상화 되었는데 반해 대조군에서는 한명도 없었다. 아울러 혈중 

총콜레스테롤을 정상화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는 인자는 영양상담 

이었으며 2.80의 비차비(95%CI=1.37-5.95)를 보였다. 

식사의 영향이 혈중 총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거주 일본인과 하와이나 켈리포니아로 이민을 간 일본인간의 

비교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인 

에서는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사회문화적 요인, 특히 식사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코콜레스테롤의 발생률은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거주 일본인에게서 각각 4배, 5배가 높았다 (Johnson 

와 Greenland, 1990).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낮은 우리나라사람의 

경우 총콜레스테롤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위험부담은 서양인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선하 등, 2004). 2001년 미국의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의 지침서에는 당뇨병 등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질환이 없더라도 이에 준해서 

치료할 것을 강조하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생활습관변화를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심혈관질환 예방에 있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NCEP, 2001). 식이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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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지방식의 식이요법은 고콜레스테롤혈증에서 총 콜레스테을 10~15%로  

감소시킬 수 있다 (NCEP, 2001). 현재 권고되고 있는 식이요법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으로 포화지방의 섭취를 

대체하며 복합 탄수화물 및 섬유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고도불포화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황환식, 2003)  

식이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교정을 위한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켐페인과 같은 

방법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개별화된 구체적인 상담 및 권고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는데(Nisbeth 등, 2000), 본 연구에서 실시된 영양상담은 

임상영양사에 의해 개별 섭취량 조사분석 및 식습관 평가를 통한 식이처방 

등  1:1 대면 상담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제공되어 고지혈증 위험군에의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정상화에 유의한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총콜레스테롤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에서 운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총콜레스테롤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당대사가 활발해지

며 근육에서 당 이용이 증가하고 근육 등의 조직에서 지방의 이용이 항진 

되어 고지혈증을 교정할 수 있다 (김영수, 1995). 그러나 적절한 운동이 

권고되나 운동량과 운동처방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영양상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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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분석에 있어 대조군의 식습관 평가에 대한 의무기록자료가 불충분하여 

상담군과 대조군의 식습관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둘째, 자료에 있어 운항승무원이 직접 기록한 문진 사항을 

일일이 개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기록에 의존하여 취득하였기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답변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영양상담제공이 1:1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졌으나 운항승무원의 

불규칙한 비행일정과 관련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중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의 중재로 인하여 행동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단계에 이르게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 신체검사 및 영양상담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신체검사를 통해 심혈관계질환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심혈관계질환은 

예방되어 질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운항승무원의 

심혈관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흡연, 식이 및 운동 

등) 감소 프로그램을 위험요인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위험요인을 함께 포함시키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건강신념모델 등 건강행동이론에 근거한 구성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운항승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 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제공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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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국내 A 항공사에 근무하는 운항승무원 중 2002년 4월 

16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기 신체검사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20 

mg/dl 이상인 326명의 고지혈증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정기적 신체검사 및 

식이중심의 영양상담이 혈중지질 및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및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변화와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상담군과 대조군의 연이은 두 번의 신체검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상담군에서는 상담 후인 두 번째 신체검사결과에서 총콜레스테롤 및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밀도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대조군에서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밀도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상담 유무에 따른 두 군간의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이하로 정상화 되는 비율은 상담군에서 17.7%, 대조군에서 8.7%로 

상담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혈중 총콜레스테롤을 200mg/dl이하로 정상화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는 인자는 영양상담 이었으며 2.80의 비차비(95%CI=1.35-5.79)를 

보였다.    

넷째, 혈중 총콜레스테롤 변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0 

분석한 결과, 운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총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순으로 갈수록 총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정상화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인자는 영양상담 이었으며,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변화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운동시간의 증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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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ffects of Effects of Effects of physical physical physical physical examinationexaminationexaminationexamination and diet consultation  and diet consultation  and diet consultation  and diet consultation 

on serum cholesterol and healthon serum cholesterol and healthon serum cholesterol and healthon serum cholesterol and health----behavior behavior behavior behavior     

in a commercial airline aircrewin a commercial airline aircrewin a commercial airline aircrewin a commercial airline aircrew    

    

Yun Young Choi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PhD) 

 

As one of the causative factors of sudden in-flight 

incapacitation or permanent grounding in airline pilots, 

cardiovascular disease would be the most intimidating medical 

condition to aviation safety. Some of the risk factors of such a 

dreadful cardiovascular disease can be coped by correcting the 

health-impeding lifestyle, and especially proper diet habit is 

cardinal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is cardiovas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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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This study is to search how physical examination and diet 

consultation can influence those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326 pilots of the A airline in 

Korea whose total cholesterol values were over 220mg/dl on their 

regular physical examinations from April 2002 to December 2004.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who had diet consultation and the 

others. This study compares and investigates the changes of serum 

cholesterol and also the health-behavior at each physical examin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o compare the results at serial two examinations 

between the consulted group and the contrast group, the consulted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on total cholesterol 

and BMI,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n HDL.  

Second, the normalizing rates for cholesterol level to decrease 

down to lower than 200mg/dl were 17.7% in consulted group and 8.7% in 

contrast group,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consulted group.  

Third, the significantly contributing factor to normalize the 

serum cholesterol value down to lower than 200mg/dl was diet 

consultation, and its odds ratio was 2.80(95%CI=1.3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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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analysis of independent factors which affect the 

serum cholesterol changes revealed that the more hours to exercise, 

the lower total cholesterol value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appear the 

increase of serum cholesterol values in captain, first officer, and 

flight engineer in order.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 it is necessary to have regular 

physical examination and to have intensive management with diet and 

exercise consultation. And further more, including quit-smoking 

program, the total health management program to suit airline pilots’ 

occupational characteristic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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